2021 내몽고 하이라얼 중러몽 상품전 연계
B2B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

KOTRA 선양무역관

KOTRA 선양무역관에서는 하이라얼 중러몽 상품전과 연계하여 관심있는 국내기업들을 대
상으로 B2B 수출상담회를 개최합니다. 올해로 17회를 맞고 있는 하이라얼 중러몽 상품전은
중러몽 접경지역의 대표 무역박람회로 동북아 주요국이 참가하는 주요 박람회입니다.

이번 전시 참가를 통해 향후 동북아 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좋은
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, 관심 있는 기업들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5월 28일 금요
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사업명
제 회 내몽고 하이라얼 중러몽 상품전 연계 수출상담회
□ 사업목적
ㅇ 한국과의 교류가 전무했던 내몽고 주요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미개척시장 진출 기회 발굴
ㅇ 샘플 대리상담을 통한 수출유망/내수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 탐색 기회 제공
ㅇ 현지 물류/통관 인프라 컨설팅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현지 마케팅 애로사항 지원
□ 사업개요
ㅇ 사업명 : 2021 제17회 내몽고 하이라얼 중러몽 상품전 연계 B2B 수출상담회
ㅇ 기간 : 2021. 6. 25(금)~29(화) (5일간)
ㅇ 장소 : 하이라얼 하동발달광장
ㅇ 규모 : 국내기업 100개사(한국관 구성면적 : 81sm)
ㅇ 품목 : 종합 소비재(식품, 화장품, 의류, 생활용품, 유아용품 등), 기타 내몽고 시장 진출
희망 기업 전시 희망 품목(사전 무역관 개별 상담 필요) 등
ㅇ 내용 : 샘플 전시 및 테스트 마케팅, 바이어 대리상담, 지식재산권 자문(IP-DESK),
(후속) 1:1 화상 상담 및 현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
ㅇ 협업 : (中) 하이라얼 상무국, CCPIT 하이라얼 분회
(韓) 한국관광공사 선양사무소, 경기/대전/강원 대표처 등
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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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전시회 개요
ㅇ 전시사업 : 2021 제17회 내몽고 하이라얼 중러몽 상품전
ㅇ 개최기간 : 2021. 6. 25(금)~29(화) (5일간)
ㅇ 개최장소 : 하이라얼 하동발달광장
ㅇ 개최면적 : 30,000평방미터
ㅇ 전시품목 : 종합 소비재(식품, 화장품, 의류, 생활용품, 유아용품 등), IT, 신재생에너지 등
ㅇ 특이사항 : ‘20년 기준 한국, 러시아, 몽골 등 일대일로 연선 12개 국가, 304개 기업 전
시회 참가
□ 참가신청
ㅇ 참가대상 : 중국 수출 희망 국내 중견·중소기업
- 필수조건 : KOTRA 기업회원(홈페이지 내 무료가입 가능, 사업자 등록증 보유 필수)
- 선정기준 : 제출한 참가 신청서 기준으로 현지 시장성 검토 이후 선정
- 선정우대 : 2021년도 KOTRA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, 중국 위생허가 보유 등
ㅇ 참가기업 지원 사항
- 참가비 무료
- 전시품 현장 전시 및 대리 상담, 샘플 국제운송비
* 샘플 발송 전 기업별 담당 수출전문위원 또는 무역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
- 사업 결과보고서 : 사업 종료 1개월 이내
*현장 사진, 소비자 및 잠재 바이어 반응, 현장 대리상담 주요 내용 등
- 1:1 화상상담(통역 지원 포함), 단, 바이어 요청 시에 한함
- 무역관 내 K-Studio 샘플 전시, 현지 정부기관/바이어 대상으로 테스트 마케팅 실시
ㅇ 신청방법 및 문의
- 신청기한 : 6.2(수) 18:00 限
- 신청방법 : 첨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
* 첨부 신청서 상의 모든 항목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(개인정보 수입 항목 ’동의‘필수)
* 회사 로고, 제품 소개자료, (중문) 홍보자료, 영상자료 등 추가서류 함께 제출
- 신청서 제출처 : kotra_sy@kotra.or.kr
* 메일 발송 시, 제목은 “하이라얼 중러몽 상품전 참가신청(기업명)”으로 기재 요망
- 문의 : 86-24-3137-0770, 담당자 : 서연미 대리(오전) 혹은 백연 대리(오후)
첨 부 : 참가신청서 1부. 끝.

